
폭우가쏟아지는초여름날,빗줄기사이로어른

는 녹색의 한 부분처럼 한가로운 걸음으로, 커다

란 우산을 쓰고 한석규가 나타났다. “비가 와서

어떡하죠?”“괜찮아요. 저감기잘안걸려요.”시

원스런 답이다. 공교롭게도 이 날은 저녁에

<No. 3>의마지막보충촬 이있는이른바‘쫑’날

이었고, 다음 날부터 바로 <접속>의 촬 준비에

들어가야 하는 스케줄이라고 했다. 비 오는 과천

현 미술관은 마침 단체관람을 온 학생들이 떠나

버린 후여서 아주 한산하고 아주 조용했다. 그리

고 키노는 그 조용한 풍경 앞에 선‘충무로에서

가장 바쁜 배우’한석규를 잠시 정지한 시간처럼

바라보았다. 

한석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‘90년 충무로

에 행운처럼 나타난’배우라고 이야기한다. 그는

지금까지세편의 화를성공시킨주연배우이며, 그는최민수도문성근도아닌, 제3의페르소나를

가지고있다. 그의이미지는‘비범한속물근성’을노골적으로드러내는야심만만한청년의프로필

이며, 비열하지만 미워할 수 없을 정도로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자조적인 미소, 바로“보이즈 비

앰비셔스”를 외치며 서울 하늘 아래 스스로 쓰러져가는 홍식이의 모습이다. 그것은 마치 지금/여

기우리들의욕망을빠르게그려낸크로키와도같다. 이지점에서한석규는자신을둘러싼배경화

를필요로하는배우, 혹은그반 로자신이선자리의주변에숨결을불어넣음으로써평면을입

체화시켜내는배우로존재한다. 

성우로일하다가연기욕심으로탤런트가되었고, 드라마네편을동시에해야했던방송시스템

으로부터‘연기가 아쉬워져서’ 화로 건너온 한석규지만 연극에 미련은 없다. 아직 화에서 아

쉬움을느낄겨를이없고, ‘할만한이야기를하는’ 화를만나는일도만만치않기때문이다. 그

자신의표현 로정신똑바로차리고잘하려면, 스스로‘연기말고는꽝’이라생각하는그의결론

은작품잘하고연기잘하는수밖에없는셈이어서, 화로오면서부터에라모르겠다눈딱감는

심정으로TV는안하고있다. 어떤그럴듯한명분보다도 화만하는게스스로에게훨씬도움이

되는걸알기때문이며, 좀더정확히말하면아직TV가아쉽지않기때문이다. 그는 화만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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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가능해진자신의현재를이렇게표현한다. “지금은제시 예요. 감히말하자면.”

하지만 한석규도 <닥터 봉>을 스크린 데뷰작으로 선택했을 때 주위로부터“바보 같은

놈, <닥터봉>을해?”라는소리를들어야했다. 하지만그는생각이다르다. <닥터봉>은시

나리오를 딱 보고 욕심이 생겼다. 이건 배우 하기 나름이다, 라고 생각한 것이다. 그리고

그판단은일견옳았다. 평론가들로부터는낮은평점을받았지만<닥터봉>은흥행에성공

했고, 이후‘ 화배우’한석규의입지를훨씬자유롭게넓혀주었다. 그리고지금한석규는

<No. 3>에서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‘근

면한건달’태주를붙들고홍식이의이미지와

한차례싸움을끝내고<접속>으로, 도시의풍

경으로옮아갈차례이다. 

그는‘사람들이 잊어버렸던 본능을일깨우

고빈자리를메꾸는’연기를하는게바람이

다. 그리고 오랫만에 한국 화를 본 사람들

이 에이 다신 한국 화 보나봐라, 하지만 않

으면 좋겠고, 그걸 위해 자신이 조금이라도

할 일이 있기를 바란다. 그는 최근 몇년만에

마치 한국 화의 소년가장이 되어버린 것 같

다. 하지만 우리는 그가 한국 화의 고민거

리들을 끌어안느라 자신의 미덕을 소진하지

않기 바라며, 한국에서도 화가 순간의 즐

거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말

기를바란다.

“연기가 왜 좋으냐면요, 늘 힘들어서 좋아

요. 늘아쉬워서좋구요.”

지금까지다섯편의 화에서모두신인감독

을 선택했던 그에게,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.

이것은스스로를향한또다른질문의무게를,

한국 화 배우로서의 더 큰 의무를 자기자신

에게안겨줄것이기때문이다.   

인터뷰신혜은기자.사진염승호, 김진원기자

1964년11월3일서울에서태어났다. 

동국 학교연극 화학과를졸업하고

90년KBS 성우22기로입사, 

약1년반동안활동하 으며91년

MBC 탤런트20기공채로�여명의눈동자�, 

�아들과딸�, �서울의달�등의

TV 드라마와미니시리즈�파일럿�, �도전�, 

�호텔�에출연하 다. 

95년<닥터봉>(이광훈감독)으로

스크린데뷰, <은행나무침 >(96, 강제규감독),

<초록물고기>(97, 이창동감독), 

<No. 3>(97, 송능한감독)에출연하 고, 

현재<접속>(장윤현감독)을촬 중이다.


